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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의 여왕’휘트니 휴스턴(사진)

의 삶이 영화로 만들어진다. 

각본은 세계적으로 히트한 음악

영화‘보헤미안 랩소디’(2018)의 

각본을 쓴 앤서니 매카튼이 집필

한다. 

휘트니 휴스턴이 가수로 데뷔한 

10대 시절부터 48세에 비극적으

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많은 시

간을 함께 보내온 음반 제작자 클

라이브 데이비스도 이번 영화 제

작에 함께 참여한다.

데이비스는“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휘트니의 모든 이

야기를 알고 있다.”며“매카튼의 각본으로 전 세계에 엄

청난 영향을 준 천재적인 가수가 자신을 망쳐버린 악령

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삶을 고스란히 드러낼 것”이

라고 말했다.

휘트니 휴스턴은 25년 동안 가수

로 활동하며 전 세계에서 2억 장이 

넘는 음반을 판매하고 그래미상, 

빌보드 어워즈, 에미상 등 각종 상

을 휩쓸었다. 그러나 그는 2012년 

2월11일 한 호텔의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욕실에서는 코

카인으로 추정되는 흰 가루와 결

정체 등이 발견됐다.

영화‘사랑에 대한 모든 것’ 

(2014),‘다키스트 아워’(2017),‘두 

교황’(2019) 등으로 오스카 각본

상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매카튼

은 휘트니 휴스턴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과 가까이서 

일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가 시나리오를 쓴 음악영화‘보헤미안 랩소디’는 

전설적인 밴드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조명하

며 세계적으로 히트했다.

휘트니 휴스턴 삶, 영화로 만들어진다

 

지난 21일 열린 

‘2020 뉴욕 TV&필

름 페스티벌 어워즈

(New York Festivals 

World's Best TV & 

Films)에서 지난해 

방송된 SBS TV‘녹

두꽃’이 미니시리즈 

부문 동상을 받았다.

지난해 4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방영된‘녹두꽃’

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농민군

과 토벌대로 갈라져 싸워야 했던 이복형제의 파란만

장한 휴먼스토리를 그린 드라마다. 방송 당시‘녹두

꽃’은 동시간대 지상파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녹두꽃’은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격동의 시대와 

다양한 인간 군상의 욕망과 심리를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뛰어난 작품성으로 호평을 받았

다. 구한말 한반도를 둘러싼 시대상을 세밀하게 묘사

함으로써 현시대의 문제들을 돌아보았다. 동학 농민

들의 외침을 통해‘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한 묵직한 

울림을 던졌고, 이를 심사위원들은 높게 평가하였다.

1957년부터 시작된 뉴욕 TV & 필름 페스티벌은 매

년 50여 나라가 참여해 수상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세계적 권위의 시상식으로 뉴스, 다큐멘터리, 

예능 프로그램 등 16개 부문에 걸쳐 시상한다. 

SBS ‘녹두꽃’,
뉴욕 TV&필름

페스티벌 동상 수상그룹‘방탄소년단’(BTS·사진)

이 미국 빌보드 월드 차트 상위

권을 휩쓸었다.

지난 22일 빌보드에 따르면 방

탄소년단은 25일자 빌보드‘월

드 앨범’에서 1위(‘맵 오브 더 

솔 : 7’)와 2위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 4위(‘유 네버 워크 얼

론’), 5위(‘맵 오브 더 솔 : 페르

소나’), 10위(‘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14위(‘BTS 월드 OST’) 등에 이름을 올리며 차

트를 휩쓸었다.

방탄소년단은‘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에서도 돋보

였다.‘시차’와‘필터’가 각각 3위와 7위에 올랐고,‘온’ 

8위,‘위 아 불릿프루프 : 더 이터널’12위,‘작은 것들을 

위한 시’13위,‘블랙 스완’15위,‘욱 (UGH!)’20위,‘메

이크 잇 라이트’23위,‘라우더 댄 밤스’24위 등 좋은 

성적을 거뒀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2월21일 공개한‘맵 오브 더 솔 : 

7’은 메인 앨범차트‘빌보드 200’에서 전주 순위보다 

9계단 상승, 28위를 기록했다. 지

난 3월7일 차트 1위에 이름을 올린 

이후 8주째 상위권을 지켰다. 뿐만 

아니라 2018년 발표한‘러브 유어

셀프 결 앤서’는‘빌보드 200’차

트에서 174위로 재진입 했다.

방탄소년단은 대부분의 차트에

서 전 주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

다.‘아티스트 100’에서도 3계단 

오른 10위를 기록했다.‘톱 앨범 세

일즈’에서는 8계단 올라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차트

에서 59위를 기록한‘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역시 전

주 보다 27계단 상승했고,‘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는 

77위로 재진입했다.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에서는 각각 8계단과 11계단 

오르며 4위(‘맵 오브 더 솔 : 7’)와 46위(‘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를 기록했다.

특히 방탄소년단은‘소셜 50’차트에서 175번째, 145

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꺼지지 않는 존재감을 확인

했다.

방탄소년단, 빌보드 월드 관련 차트 싹쓸이

낱말퍼즐 정답

1313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45에 있습니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